환자 정보지

병원:

Something in your eye

눈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이물질이란?
눈에 들어 간 물질을 의학용어로 이물질이라
합니다. 작은 먼지나 씨앗, 식물 부스러기, 나무
조각, 금속 부스러기, 유리, 심지어 작은
벌레까지도 눈에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물질은
이리저리 돌아다닐 수도 있고 눈 표면에 박힐
수도 있으며 눈꺼풀 아래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누구나 눈에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으나 특히
절삭이나 연마 작업이 일어나는 건설현장과 같은
근로 환경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증상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대부분의 경우 눈을
깜박이거나 문지르게 됩니다. 이렇게 눈을
문지르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많은 경우
이물질은 눈물에 씻겨 눈 가장자리로 빠져
나오며, 더 이상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이물질이 눈에 남아 있거나 각막(눈의 투명한
부분) 표면에 긇힌 상처를 남기게 되면 증상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의사가 이를
제거해야만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고속으로
움직이는 기구에서 튀어나온 일부 이물질의 경우
눈동자를 관통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치료
의사가 진료를
사용하는 것과
것입니다.

할 때, 운전 면허시험에서
같은 표로 시력을 검사할

의사나 간호사가 눈에 마취 물약을 넣을
것입니다. 잠깐 따끔할 것이나 통증은 금새
사라집니다. 이후 보다 철저하게 눈 검사가
실시되며
이물질이
제거됩니다.
이물질은
눈세척이나 직접 눈으로 보면서 탈지면봉으로
제거하는 방법, 또는 의사가 세극등 현미경을
이용해 확대해 보면서 바늘로 제거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거됩니다.
금속 이물질이 눈에 들어갔다고 의심되는 경우
특수 X 레이 검사가 실시될 것입니다.

해당 증상으로는 눈을 깜박이거나 눈을 감은 채
눈동자를 움직일 때 통증이 느껴지고 무언가 눈에
들어있는 듯한 느낌 등이 있습니다. 눈이
충혈되고 눈물이 나게 됩니다. 이물질이 크거나
시선 내에 자리하면 시야가 흐려지거나 빛에
민감해지기도 합니다.

크로람페니콜과
같은
항생성분을
포함한
물약이나 연고를 눈에 넣어 줄 것입니다. 해당
항생제를 의사의 지시대로 사용합니다. 보통 하루
4 회 사용합니다. 증상이 사라진 후 하루 동안은
4 회 사용하고 그 이후로도 적어도 사흘은
사용합니다.

이물질이 문제를 야기하는가?

한 시간 쯤 지나 국소 마취제 효과가 사라지게
되면 눈이 매우 아플 수 있으니 알약으로 된
진통제를 복용하십시오. 국소 마취제 물약은
가정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이물질이 들어있는 느낌이
들 때 제대로 처치를 하지 않으면 감염이나
상처같은 각막 손상을 야기시킵니다. 의사를
찾아가면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각막 손상으로
진단을 내린 후, 거의 대부분 처방을 내려 주거나
항생성분을 포함한 물 안약이나 연고를 줄
것입니다. 대부분의 상처는 이런 처치로 문제없이
치료됩니다.

안대는 이물질 제거 후 회복이나 통증 감소에
도움이 되지 않고 각막 찰과상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콘택트 렌즈는 의사가 괜찮다고 할 때까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물질이 금속인 경우, 소금기가 있는 눈물때문에
녹이 슬게 되고 이 때문에 이물질을 제거한
이후에도 녹고리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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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물 안약이나 연고를 넣는 법

조심해야 할 일

물 안약: 머리를 뒤로 젖히고 눈을 뜬 채 아래
눈꺼풀을 당겨 내립니다.

원근감에 문제가 있을 때는 운전이나 기계
사용을 하지 마십시오.

물 안약 병을 쳐다보면서 천천히 짭니다.

통증이나 진통제는 집중에 방해가 되므로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반대쪽 손으로 약병을 든 채 콧잔등에 대고
적당한 높이를 맞춥니다. 물 안약이 아래
눈꺼풀과 눈 사이의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응급처치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물로 씻어냅니다. 직접
이물질을 제거하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지역의사를 찾아갑니다.

추후 처치
추후 진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과전문의에게 보내지거나 지역 일반의로부터
상담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틀이 지난 후에도 눈에 차도가 없으면 보다
전문적인 의료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지시사항:
연고: 아래쪽 눈꺼풀을 당겨 내리고 연고를
아래쪽 눈꺼풀을 따라 짜 넣습니다.
용기 끝을 눈에 닿지않게 하고 손으로 용기 끝을
만지지 마십시오.
눈을 1-2 회 깜박이고 난 후 1 분 정도 눈을 감고
있습니다.

예방법
고속으로 움직이는 동력 기구를 사용할 때나
물체가 눈으로 날아 들 수 있는 활동을 할 때는
아주 조심합니다.
항상 눈 전체를 가리는 보호기구를 착용합니다고글이나 보호안경이 이에 속하며 선글라스나
보통 안경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도움 구하기:
의학적으로 응급 상황일 경우, 가까운 응급
부서로 가거나 000 번으로 전화하십시오.

눈에 부상이 발생하거나 이물질이 들어 간 것으로
의심되면 의료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주의: 본 건강 정보는 일반 교육 목적용으로 만들어 진 것입니다. 본 정보가 본인에게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의사나 보건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